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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haracteriz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covering the summit and slopes of a

seamount in the western Pacific, using acoustic backscatter from multibeam echo sounders (MBES) and seafloor

video observation. Based on multibeam bathymetric data, we identify that ~70% of the summit area of this flat-

topped seamount has slope gradients less than 5°. The histogram of the backscatter intensity data shows a bi-modal

distribution, indicating significant variations in seabed hardness. On the one hand, visual inspection of the seafloor

using deep-sea camera data exhibits that the steep slope areas with high backscatter are mainly covered by manga-

nese crusts. On the other hand, the visual analyses for the summit reveal that the summit areas with relatively low

backscatter are covered by sediments. The other summit areas, however, exhibit high acoustic reflectivity due to

coexistence of manganese crusts and sediments. Comparison between seafloor video images and acoustic backscat-

ter intensity suggests that the central summit has relatively flat topography and low backscatter intensity resulting

from unconsolidated sediments. In addition, the rim of the summit and the slopes are of high acoustic reflectivity

because of manganese crusts and/or bedrock outcrops with little sediments. Therefore, we fi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acoustic backscatter data acquired from sea-surface multibeam survey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ediments and manganese crusts. We propose that analyzing acoustic backscatter can be one of practical methods to

select optimal minable areas of the ferromanganese crusts from seamounts for future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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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공해 해저산의 다중빔 음향측심자료와 해저면 영상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해저산 정상부와 경사면에 피복

된 망간각의 공간 분포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구분된 해저산의 지형 특성은 정상부

면적의 약 70% 이상이 경사가 5° 미만으로 비교적 평평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나 후방산란강도는 해저면의 매질변

화를 지시하는 이봉분포를 보였다. 이 이봉분포에서 -30 dB이상의 높은 최빈값은 경사면과 정사부 가장자리 지역에

서 우세하였으며 -30 dB이하의 낮은 최빈값은 정상부 중앙지역에서 우세하였다. 해저면 표층의 영상자료와 후방산란

자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부 중앙지역은 경사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와 미교결 퇴적물만 존재

하여 후방산란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정상부 가장자리 및 경사면은 퇴적물이 없어 기반암이 노출되거나 망간각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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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어 후방산란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중빔 음향측심조사를 통해 획득된 후방산란 자료와 해저면의

퇴적물 및 망간각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다중빔 음향측심조사를 통해 획득

된 후방산란 자료를 활용하면 기요형태의 해저산에 피복된 망간각의 전체적인 분포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해저산 지역의 망간각 개발 유망구역을 선별하는데 후방산란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망간각, 해저산, 음향탐사, 음향 후방산란, 해저면영상

1. 서 론

고코발트 망간각(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

은 코발트(Co), 니켈(Ni), 망간(Mn),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와 백금 등의 금속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어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

요 해양광물자원 중 하나이다(Hein et al., 2013). 망

간각은 서태평양 해저산의 약 400~4,000 m 수심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높은 금속

함유량을 보이는 망간각은 주로 약 800~2,500 m 수심

에서 발견되고 있다(Hein et al., 2000). Hein et al.

(2009)은 해저산의 지형적 특징과 망간각의 금속함유

량을 기준으로 망간각 개발 가능 수심 대역을 약

1,500-2,500 m로 제안한 바 있다.

망간각 개발을 위한 실해역 조사활동은 국제해저기

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가 2012년 7

월에 망간각 탐사규칙을 제정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탐사규칙 제정 후 중국과 일본은 서태평양

공해상에 위치한 해저산들을 망간각 탐사광구로 등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서태평양 공해상에 위치한

해저산들을 대상으로 지형조사, 매질의 음향특성, 망간

각 분포 및 조성 연구 등 다양한 실해역 탐사를 수행

하였다(Kim et al., 2013). 하지만, 선행 탐사 결과에

서는 천부지층탐사(Sub-Bottom Profiler, SBP) 자료

기반의 음향해석도와 망간각 시료채취를 통해 확인된

망간각 분포 사이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없었다. 특히, 음향탐사의 후방산란강도(backscatter

intensity)는 해저면 매질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으나 선행 탐사 시 다중빔 음향측심

장비의 문제로 해당 자료가 획득되지 못하였다. 그러

므로 직·간접적인 시료채취 방법을 통해 도출한 망간

각의 공간 분포 자료와 광역적인 음향조사를 통해 획

득한 후방산란강도의 상관성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

았다. 이러한 상관성이 존재할 경우, 음향 후방산란

(acoustic backscatter) 자료는 망간각 피복지 선별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속 함유량이 높은 망간각은 대부분 수심 1,500~

2,500 m의 해저산 표면에 피복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해수면 원격탐사(음향 및 지자기 탐사)와 해저면 영상

관찰 및 시료채취 탐사기법이 망간각 부존량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된다(Usui and Okamoto,

2010; Heap et al., 2009; Kojima, 1999). 망간각 시

료는 드렛지를 이용하여 해저산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망간각의 일부를 채취하여 획득되며 망간각 부존량 및

두께, 그리고 시료의 금속품위 파악을 위해 활용된다.

하지만 드렛지를 이용한 시료채취 방법은 채취된 시료

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거나 연속적인 망간각 분포를

살펴보는 데는 부적합하다. 해저 착저식 시추장비를 이

용한 시료채취는 한 지점에서의 망간각 정밀 분포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조사에 필요한 탐사 비용이 높아

실해역 조사에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해저면 영상관찰 조사는 망간각 공간 분포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협대역 조사 방법으로 심해저

카메라예인을 이용한다(Usui and Okamoto, 2010). 이

방법은 소형 예인체에 수중 카메라를 해저면 방향으로

설치한 후 조사선을 가능한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해저

면의 영상을 녹화하고, 그 수중 영상으로부터 해저산

표면에 피복된 망간각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다.

녹화된 영상의 해상도는 해수의 탁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망간각이 분포하는 수심변화가 카메라 탐지 범

위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탐사 공간에 대한 연속적인 시각 자료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렛지를 활용한 시료채취보다 망간

각의 공간 분포 분석을 위해서는 해저면 영상관찰 조

사가 더 유용하다. 하지만, 영상관찰 조사로 파악 가능한

해저면의 면적이 협소하여 해저산 전체에 대한 망간각

부존 가능성 선별 연구에는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

해저면의 망간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

법은 음파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중빔 음향측심기

(Multi-Beam Echo Sounder, MBES)나 측면주사음향

시스템(Side-Scan Sonar, SSS) 등의 음향장비를 이용

하여 해저면에 음파를 송수신하고 수신된 음파 신호를

바탕으로 지형 및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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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된 자료는 해저면의 기울기 및 거칠기 계산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음향 후방산란(acoustic backscatter) 신

호는 해저면의 지질특성 분류에 활용될 수 있다

(Roberts et al., 2005; Fonsenca et al., 2007; Beyer

et al., 2005; Park et al., 2008). 망간각이 피복된 해

저산의 경우에는 해저산 표층 매질의 거칠기 및 퇴적물

성분의 공간적 분포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음향 후방산

란 특성의 차이를 활용하면 망간각 분포 양상 파악이

가능하다(Thornton et al., 2013; Usui and Okamoto,

2010). 음파를 이용한 해저 퇴적물의 분포 및 퇴적학적

분류 연구는 광역 해저 지역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저면의 음향특성만을

이용하여 정의된 해저산 사면의 망간각 피복 여부 및

분포는 해저면 관찰 자료 및 시료 채취를 통해 검증되

어야만 한다.

이 연구는 2014년 마샬제도와 마리아나 해구 사이

의 서태평양 공해 상 해저산에서 획득한 음향 및 심해

저 카메라 자료를 활용하여 해저산 정상부와 경사면에

피복된 망간각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Fig. 1).

MBES로 획득한 지형 기복자료와 후방산란강도를 이

용하여 해저산의 형태적 특징과 해저면의 매질 강도를

분류하고, 해저면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경사와 매질

강도의 변화를 보이는 정상부 및 경사면 구간에서 해

저면 표층상태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

저산 표면에 피복된 망간각의 분포 양상과 후방산란의

공간 분포 변화의 연관성을 해석하였다.

2. 연구지역

망간각 자원량 평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 요

소에는 공간적 분포범위, 부존량 그리고 금속품위가 있

다. 기존 연구 사례를 통해 망간각 자원의 분포가 보

고 된 바 있는 연구지역 내 해저산 OSM11은 마젤란

해산대에 속한다(Hein et al., 2013; Usui and Okamoto,

2010). 판내부의 열점 화산활동(Intraplate volcanism)

에 의해 생성된 마젤란 해산대는 쥐라기 시기에 생성

된 오가사와라 균열대(Ogasawara Fracture Zone,

OFZ)에 위치하며(Lee et al., 2009), 주변의 해저산들

은 백악기에 적도 남쪽부근의 해저면에서 순상화산의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했다(Glasby et al., 2007). 이중

평탄한 정상부의 구조를 갖는 해저산(Guyot)들은 생성

시기에 해수면까지 상승했다가 해류에 의한 침식작용

으로 현재 수심까지 침강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Lincoln et al., 1993). 망간각은 해수 내 금속성분의

침전작용, 육성기원 물질의 유입과 해수 내 생산력 변

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해저산 표면에 피복되어 성

장하였다(Hein et al., 2000). 또한, 망간각의 두께는

해저산 사면의 붕괴, 기반암의 변형, 원양성 퇴적물의

공급 등 다양한 성장 기작에 영향을 받아 성장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지역 별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in et al., 1997; Glaby et al., 2007).

따라서, 망간각의 효과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해

저산 표면에 피복된 망간각의 공간 분포 파악이 필수

Fig. 1. (a) Bathymetric map of the western Pacific. The study area is denoted as red box. (b) Bathymetric map of the study

area showing a compilation of Simrad multibeam data of R/V Onnuri and the predicted data from Ryan et al. (2009). Black

dashed lines are the ship tracks of R/V Onnuri and blue lines are two Deep-Sea Camera (DSC) survey lines (A-B,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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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망간각 생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원양성 퇴

적물의 공급이 최소화된 지역의 선별을 위한 해저산

지형 특성파악이 요구된다.

3. 연구 방법 

3.1. 음향 시스템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온누리호에 장착된

Kongsberg Maritime 사의 다중빔 음향측심기(MBES)

인 EM120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수심(bathymetry)

과 후방산란강도(backscatter intensity)를 획득하였다.

MBES는 191개의 빔을 한번에 조사하며 연구선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across track)으로 해저면에서 반사된

음향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기간에는 MBES의 빔 주사

각도(beamwidth)를 좌·우현 75°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설정한 빔주사각도에서는 조사지역

의 수심 대역이 1.5~2 km 정도일 때, 좌·우현의 최

외각 빔의 수평 도달거리는 각각 5.6~7.5 km가 된다.

실해역 탐사 수행 시 수심 측선은 4마일(약 7 km) 간격

으로 유지하여 측선 간 자료의 중첩율을 약 30% 이상으

로 유지하였다. 이로부터 자료 획득 시 최외각 빔에서

발생 가능한 수심의 왜곡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측선의 방향은 조사기간 내 해류 방향을 반영하여 해

저산을 중심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Fig. 1b). 또한, 안정적인 자료 획득을 위해 온누리호의

운항속도를 평균 9 knot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연구선

의 위치정보는 위치 추적시스템(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획득된 음향자료의 자료처리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단계 자료처리는 위치/심도 보정(position/

depth Correction) 및 잡음 제거(noise correction)로

구성된다. 위치/심도 보정은 연구선의 움직임 정보

(pitch, roll, heave)와 운항 정보(DGPS)를 활용하여

MBES에서 송수신된 음파의 각도와 전달시간을 보정

하였다. 잡음 제거는 수정된 원시자료에서 조사지역의

지형 변화와 관련이 없는 랜덤 노이즈(random noise)

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수신된 신호에 중

간값 필터(median filter)를 적용하여 자료 내의 이상치

(outlier)를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수심자료처리

(bathymetry processing)와 음향 후방산란자료처리

(acoustic backscatter processing)가 수행되었다. 

수심자료는 MBsystem software(version 5.0)를 이

용하여 후처리 보정되었다(Caress and Cahyes, 1995).

우선 보정된 음향 신호에서 위상변화를 계산하여 거리

(range)와 각도(angle) 별 수심 값을 획득하였다. 비회

선 필터(non-convolution filter)인 중간값 필터(median

filter)를 이용하여 191개 빔 별로 추출한 수심자료에서

이상치들을 제거하였다. 

후방산란자료는 FMGT(Fledermaus Geocoder Tool-

box) software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Foncesca and

Caler, 2005; Fonseca and Mayer, 2007; Fonseca et

al., 2009). 첫번째로 후방산란 신호의 방사 보정

(radiometric correction)을 실시하여 보정된 음향 신호

의 진폭(amplitude) 변화를 계산하고, 센서의 배열이득

보정(array gain correction) 및 빔주사각도 보정(beam

pattern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 두번째로 기하보정

(geometric correction)을 적용하여 방사 보정된 후방산

란 값을 수심자료와 결합하여 지형 경사에 의한 각도효

과(angular range effect)를 제거하였다(Fig. 2). 마지막

으로 형태상 중간값 필터(morphological median filter)

를 사용하여 반전잡음(speckle noise)을 제거하고 후방

산란 값을 도출하였다.

위 과정으로 처리한 수심 및 후방산란 자료는 크리

깅 내삽법(Kriging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0.001o(약

100 m)간격의 격자 파일로 변환되었다. 

3.2. 카메라 영상 자료처리

연구지역의 망간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2. (a) Acoustic backscatter mosaic of the observed data before geometric correction. (b) Acoustic backscatter mosaic

after geometric correction between adjacent lines.



서태평양 해저산의 망간각 자원평가를 위한 해저지형 특성 분석 125

해저산 OSM11 지역에 총 2개 측선을 설정하여 해저

면 영상자료를 획득하였다(blue lines in Fig. 1). 카메

라 측선은 경사가 평평하지만 후방산란이 높게 나타난

정상부 가장자리(DSC1102, line C-D in Fig. 1)와 정

상부에서 경사면으로 변경되는 구간(DSC1101, line A-

B in Fig. 1)을 조사하였다. 해저면 영상촬영에 사용된

심해저 카메라 시스템(Deep-Sea Camera, DSC)는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제작한 심해관측장비로 정지화상

및 동영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해저면 관찰이 가능

하다(MOMAF, 2005). 연구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수

심 2,000 m부근에서 DSC가 운용되었으며 안정성 유

지를 위해 선속 1 knot 내외를 유지하였다. 카메라 운

용고도는 장착된 고도계를 이용하여 해저면으로부터 평

균 5-10 m의 높이를 유지하였다. 심해저 카메라의 관

측 시야(Field of View)는 수직 화각이 33o, 수평 화

각은 48o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카메라 영상에 나

타나는 해저면의 면적은 카메라의 고도가 5~10 m에

위치할 경우에 약 12~53 m2로 추정할 수 있다. 

DSC 운용을 통해 획득된 자료는 해저산 경사면 및

정상부 지역의 정지영상자료, 고화질 비디오 영상자료

등이다. 해저면 영상자료와 MBES의 음향 산란값의 비

교를 위해 DSC 운용기록에 저장된 GMT 시간 간격 별

위치정보를 layback posi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

저면 영상의 위치정보를 결정하였다(Lee et al., 2005).

4. 연구 결과 

4.1. 연구지역의 지형 특성 

서태평양 공해 해저산에 피복된 망간각의 공간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저산 OSM11에서 측정된

Fig. 3. (a) S-N, (b) E-W and (c) SE-NW cross-sections across OSM11 seamount. The blue solid lines are for depth variations

(right axis) and the red dotted lines are for slope variations (left axis). These profiles exemplify the steeply-sided flanks and

flat summit, as well as axial slope gradient profiles. The areas of high gradient slopes (> 10°) are found on the seamount

flank, whereas the zones with slope gradients less than 5° (purple lines) are occurred on the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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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ES 음향자료를 활용하였다. OSM11로 명명된 해저

산은 정상부가 평평한 기요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존재하며 남서쪽에 높이

가 비슷한 작은 해저산이 인접해있다(Fig. 1). 평평한

정상부의 수심은 1,300~1,600 m 내외이고, 정상부의

경사는 5° 미만의 기울기가 우세하다(Fig. 3). 기저부의

깊이는 5,000 m 이며 해저산의 높이는 약 3,550 m에

달한다. 해저산 서쪽 경사 지점(151° 58.19’E, 15°

36.07’N)은 경사면 함몰에 따라 7 km2 에 걸쳐 평평

한 지대가 존재한다. OSM11의 경사면은 해저산 지형

기복의 수직단면을 고려했을 때 경사도 5° 이하의 평

평한 정상부, 기울기 10° 이상의 경사면과 심해평원으

로 이어지는 하부경사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Fig. 3).

전반적으로 해저산의 정상부는 5° 이하의 경사가 우세

하지만, 정상부와 경사면의 경계지점부터 기저부까지

10° 이상의 급한 경사도가 나타난다. 5° 이하의 경사를

갖는 해저면은 OSM11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며,

경사면을 제외한 정상부의 약 90 %를 차지한다

(Fig. 4). OSM11의 후방산란강도는 두 개의 최빈값을

보이는 이봉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갖는다(Fig. 5).

정상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45~-35 dB 범위의 후방

산란 값을 나타내고 경사면은 -30~-10 dB 범위의 상

Fig. 4. Multibeam-derived slope gradient map of (a) the whole survey area and (b) the summit of seamount. The relative

cumulative distributions of slope gradients between 0° and 30° about (c) the whole survey area and (d) the summit of

seamount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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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반면 OSM11의 정상부만

을 고려했을 때, 경사도 5° 미만의 서쪽부근 정상부

가장자리 지역과 남서쪽에 근접한 작은 해저산의 정상

부에서 이봉분포 범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30~-10 dB 수준의 후방산란이 나타난다(Fig. 5d).

4.2. 연구지역의 해저면 영상 관찰

해저산의 지형 및 망간각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OSM11에서 서쪽 사면(DSC1101, line A-B in Fig. 1)

의 수심 1,400~3,200 m 구간과 동쪽 상부(DSC1102,

line C-D in Fig. 1)의 수심 1,400~1,750 m 구간에서

심해저카메라(DSC) 측선을 각각 설정하여 해저면 영

상자료를 획득하였다(Table 1). 획득한 해저면 영상자

료를 기반으로 해저산 정상부 및 경사면에 피복된 망

간각의 공간분포 특성을 5가지 퇴적양상으로 구분하였

다(Table 2). 

정상부에서 경사면으로 진행된 DSC1101 측선에서

는 퇴적물이 덮여있는 해저산 상부(S 형태)를 지나면

서 퇴적물과 망간각이 혼재된 C2와 C3 형태의 구간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급격한(10° 이상) 경사를 보이는 상

Fig. 5. Multibeam-derived backscatter map of (a) the whole survey area and (b) the summit of seamount. Histograms of

backscattering intensity between -50 and 0 dB about (c) the whole survey area and (d) the summit of seamount. These

histograms exhibit distinct bi-modal distributions of acoustic reflectivity, which may correspond to the variations of seabed

roughness and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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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사면에서는 망간각이 발달된 C1 형태의 퇴적상

을 관찰하였다(Fig. 6). 경사가 완만해지는 2,000 m 이

하의 하부경사면에서는 망간각과 퇴적물이 혼재되어 분

포하며, 3,000 m 이하의 심해저 평원으로 이어지는 하

Table 1. Summary log of seafloor observations from the Deep Sea Camera (DSC) transects

DSC station
Still image

(cut)

Video length

(hh:mm)Seamount Longitude(E) Latitude(N)

OSM 11

DSC1101

(Line A-B)

start 152° 01.434’ 15° 38.603’
663 05:57

end 151° 55.958’ 15° 37.211’

DSC1102

(Line C-D)

start 152° 08.799’ 15° 35.885’
912 07:49

end 152° 10.088’ 15° 30.476’

Table 2. Seabed characterization of the surveyed seamounts using the Deep-Sea Camera (DSC) system. Based on the DSC

photographs, the seabed is categorized as crust dominant floor (C1), crust partly covered by sediments (C2), crust mostly

covered by sediments with ripple marks (C3), and unconsolidated sediments (S).

Type S C1 C2 C3 A1

Description
Sediments covered,

no crust

Crust covered 

floor

Crust with 

sediments

Crust with ripple 

marks in sediments

Alternation zone 

of C1 and C2 

Fig. 6. Spatial variation in occurrences of ferromanganese crusts along deep-sea camera tow line (Line A-B in Fig. 1).

Substrata on the semount are dominated by unconsolidated sediments (S), crust mostly covered by sediments with ripple

marks (C3), crust partly covered by sediments (C2) and crust dominant floor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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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사면에서는 퇴적층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부 가장자리 부분 위주로 관찰한 DSC1102 측

선은 퇴적물과 망간각이 혼재된 C2 형태의 퇴적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해저면 관찰 시작 이후 구간

(15°35.57’N, 152°8.78’E~15°34.52’N, 152°9.07’E)에서

C1과 C2의 퇴적상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Fig. 7). 또한, 정상부와 경사면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구

간(15°31.11’N, 152°9.91’E~15°31.70’N, 152°9.80’E)은

다른 구간에 비해 약 100 m 정도 더 깊은 수심을 보

이며 주로 망간각으로 피복된 C1 형태의 퇴적상이 발

달하였다. 

5. 고 찰

MBES와 DSC를 이용하여 OSM11해저산 정상부와

경계면을 관측한 결과로부터 해저면의 후방산란과 망

간각 피복 여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OSM11 해저산의 정상부와 경사면에서 후방산

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구간이 해저면 영상에

서 관찰된 망간각 피복구간과 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Figs. 8 and 9). 정상부와 경사면을 따라 관측한

DSC1101 측선에서는 경사부에 속한 구간 I, II에서 망

간각과 퇴적물이 혼재된 분포가 나타나고 후방산란은

-30 dB 이상의 분포를 가진다. 또한 상부경사면에 속

하면서 경사도가 가장 높은 구간 III에서는 망간각만이

해저면 영상에서 관찰되며 후방산란은 -10 dB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인다(Fig. 8). 

여기서 망간각의 생성기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저산 정상부 부근의 경사면에 존재하는

망간각은 산소결핍층(Oxygen Minimum Zone, OMZ)

에서 환원성 이온으로 존재하던 미량금속 원소가 해저

산 사면을 따라 용승하는 산소가 풍부한 저층수를 만

나면서 침전되어 생성된다(Hein et al., 2000). 그러므

로 DSC1101 측선에서 관찰되는 망간각의 분포는 전

형적인 생성기작을 그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음향 후방산란의 경우 지형의 경사(slope gradient),

Fig. 7. Spatial variation in occurrences of ferromanganese crusts along deep-sea camera tow line (Line C-D in Fig. 1). Crusts

are dominant on the flat summit around 1,600 m in depth.



130 주종민·김종욱·고영탁·김승섭·손주원·박상준·함동진·손승규

표층 거칠기(roughness)와 해저면 퇴적 상태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Blondel and Murtion, 2009).

그러나 표층 거칠기의 경우 120 kHz 이상의 고주파

음향자료에서만 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Fox and

Hayes, 1985; Stewart et al., 1994), 12 kHz 영역의

MBES 후방산란자료를 활용하는 이 연구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없다. 연구지역이 위치한 서태평

양 해저산들의 경우 퇴적물의 공급이 적고 경사면의

기울기가 급격하여 퇴적물이 쌓이기에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다. 이는 망간각이 형성되기 유리한 지형 조건

Fig. 8. Comparison of variations in bathymetry (top), backscatter (middle), and slope gradients (bottom) along the seafloor

classification (open circles on the top panel) of the A-B transect (See the inset backscatter map). All profiles except the

seafloor classification are generated by averaging the given data at 100 m interval in the track orientation. Vertical dotted

lines (purple) indicate the boundaries between seafloor 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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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Usui and Okamoto, 2010). 그러므로 연

구지역에서 측정된 MBES의 후방산란은 지형 경사와

퇴적층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주요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DSC1101 측선의 경사면(구간 I~III)은 지형의 기울

기가 평균 20° 이상 가파른 구간이고 망간각만이 주로

관찰된 구간 III은 30°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후방산란 자료의 후처리(post-processing) 과정에서 지

형 기복에 대한 보정이 수행되었을지라도, 지형의 기

울기로 인한 난반사와 해저면의 매질 특성 변화가 함

Fig. 9. Comparison of variations in bathymetry (top), backscatter (middle), and slope gradients (bottom) along the seafloor

classification (open circles on the top panel) of the C-D transect (See the inset backscatter map). All profiles except the

seafloor classification are generated by averaging the given data at 100 m interval in the track orientation. Vertical dotted

lines (purple) indicate the boundaries between seafloor class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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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반영되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APL-UW,

1997).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독립적으로 획득된

DSC 자료에서 C1과 C2 형태의 망간각 피복 해저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사면에서 관찰되는 높은 후방

산란이 해저면 특성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DSC1101 측선 중 정상부에 해당하는 구간

IV~IX에서는 -30 dB의 후방산란 값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값을 갖는 구간(주로 퇴적물로 피복된 해저면)

과 그 이상의 값을 갖는 구간(퇴적물과 망간각이 혼재

되어 있는 해저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구간 VI

와 VIII에서는 음향 후방산란이 주변과 비교해 10 dB

정도 크게 변하는 반면 경사의 변화는 미미한 정도이

다. 이 구간의 카메라 영상에서는 Fig. 6의 SCF216와

SCF336과 같이 망간각 및 퇴적물의 혼재된 양상이 반

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해저면의 매질 변화가

음향 후방산란 값의 변동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SM11의 정상부에서 수행된 DSC1102 측선은

-25 dB 이상의 후방산란 값을 보이는 구간에서 퇴적물

과 망간각이 혼재된 C2 형태의 퇴적상이 주로 관측되

었고 -30 dB 이하의 값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S 형태

의 퇴적상만 나타났다. DSC1102 측선 중 지형기복이

크게 보이는 구간Ⅱ에서는 -20 dB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후방산란 값이 관찰되었다. 이 구간의 경우 망간

각으로 피복된 면적이 넓고 지형변화에서도 10° 이상

의 높은 경사도를 보인다(Fig. 9). 이에 반해, 구간 III은

구간 II보다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함에도 약 -20 dB

의 높은 후방산란 값을 가지며 망간각과 퇴적물이 혼

재된 C2 퇴적상으로 구분된다. 구간IV는 C1과 C2 형

태의 퇴적상이 교대로 관찰되다가 -30 dB 이하의 낮

은 산란 값을 갖는 구간부터 망간각이 피복되지 않은

S 형태의 퇴적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OSM11에서 측

정한 MBES의 후방산란은 해저면의 망간각 분포 정도

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방산란강도의 변화와 퇴적물 분포와의 상관

관계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Fig. 10). 망간각과

퇴적물이 혼재된 지역에서 S 형태의 퇴적상 지역보다

높은 후방산란 값이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

지만 해저면에 근접하여 촬영한 영상과 해수면에서 획

득한 후방산란 값의 공간 해상도 차이로 인해 망간각

만 존재하는 구역과 망간각 및 퇴적물이 혼재되어 나

타나는 구간 사이의 경계지역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10° 이상인 구역에서 나타나는 지

형의 기복 변화가 해저면 퇴적상 변화보다 후방산란의

변동 특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Fig. 10에서 나타났듯이, 지형기복이 없는 지역에

서는 후방산란 자료를 활용하여 해저면 매질 변화의

분별이 가능하며 해저면 영상 자료도 이러한 관찰을

뒷받침한다.

망간각이 우세한 C1 퇴적상에서 퇴적물이 우세한 S

퇴적상으로 변화될 때, 망간각 및 퇴적물이 혼재된 퇴

적상이 주로 관찰된다. 이러한 중간 퇴적상은 망간각

피복면 일부를 퇴적물이 덮고있는 C2 퇴적상과 망간

각과 연흔 조직을 보이는 퇴적물이 공존하는 C3 퇴적

상으로 구분된다. 후방산란 측면에서는 C2 퇴적상과

C3 퇴적상 사이에 약 2~4 dB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

지만, 이를 C2 퇴적상과 C3 퇴적상 분포가 가지는 매

질특성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수

면에서 운용되어 획득한 MBES의 후방산란 값에 영향

을 미치는 해저면의 면적이 심해저 카메라를 통해 획

득되는 해저면 영상의 면적에 비해 넓기 때문에 C2

와 C3가 가지는 세밀한 퇴적상의 변화를 후방산란 강

Fig. 10. Box-Whisker diagrams showing relative backscatter

intensity for each seabed type: (a) the A-B and (b) the C-D

transects. Boxes represent middle half of data; box widths

are proportional to sample numbers; brackets represent

standard range of data = 1.5 × inter-quartile range; red

horizontal bars represent medians; red ‘+’ marks represent

means; and small circles represent maxium and minimum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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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화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

만 심해예인 측면주사소나와 같이 근접해저면 탐사 장

비를 운용할 경우 망간각 주변에 퇴적물이 분포하는

지역 혹은 연흔 구조를 가지는 퇴적물과 혼재된 망간

각 지역의 경우에는 후방산란강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분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Usui and Okamoto (2010)는 북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근방에 위치한 마이르크로네시안 해저산에서 음

향 및 심해견인 카메라 조사와 드렛지 및 중력식 코어

탐사를 이용한 시료채취 자료를 비교하여 해저산 표면

에서 강한 후방산란이 나타나는 지역과 망간각의 분포

가 일치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강한 후방산란이 나타

나는 지역을 두꺼운 기반암, 암설 퇴적물, 그리고 석회

질노두로 분류하였고 높은 후방산란만 활용하여 망간

각 피복량를 산출할 경우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Usui and Okamoto, 2010).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직·간접적인 조사자료의 비교를 통해 해

저산 표면에 분포하는 망간각의 피복여부를 판별하였

다. 하지만, 음향산란 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지역에서

직접적인 망간각 시료채취를 수행하여 망간각 두께를

산출한 후에야 망간각 피복량 규모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망간각 피복 구간의

시료채취 자료와 음향산란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저면 후방산란강

도와 망간각 피복유무의 공간적 분포 양상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6. 결 론

이 연구는 서태평양 공해 OSM11 해저산의 다중빔

음향측심자료와 해저면 영상관측 자료를 비교 검토하

여 정상부와 경사면에 피복된 망간각의 공간 분포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우선 OSM11 해저산의 지형 특성

은 정상부 면적의 약 70% 이상이 경사가 5° 미만으로

비교적 평평하지만, 후방산란강도는 해저면의 매질변화

를 지시하는 두 개의 최빈값을 갖는 이봉분포를 가진

다. 이 이봉분포에서 -30 dB이상의 높은 최빈값은 경

사면과 정사부 가장자리 지역에서 우세하였으며 -30 dB

이하의 낮은 최빈값은 정상부 중앙지역에서 우세하였

다. 이러한 음향 신호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저면 표층상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영상

관측 자료와 후방산란 자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정상부 중앙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

울기와 미고결 퇴적물만 존재하여 후방산란이 낮게 나

타남을 지시하였다. 반면, 정상부 가장자리 및 경사면

은 퇴적물이 쌓이기 힘든 지형인 동시에 망간각 피복

에 따른 매질의 변화로 인해 후방산란이 높게 나타났

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MBES로 획득한 수심도를 통해 해저산의

형태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저산의

경사도와 음향산란 값을 기준으로 망간각 피복 유무를

구분할 수 있었다. 피복유무에 대한 검증은 독립적으

로 측정된 해저면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하

지만 높은 후방산란 값이 관찰되고 해저면 영상에서

다수의 망간각 피복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역

전체를 최상의 자원 개발 후보지로 선택할 수는 없다.

정밀한 자원량 평가는 망간각 시료 채취를 통한 망간

각의 피복 두께와 금속품위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형 및 음향 탐

사 기반의 연구기법은 망간각의 광역적 분포 특성을

우선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미래 해양광물자원의 상업적인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광구 등록 기초 자료 생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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